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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개요 
1. 느헤미야서: 유대인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라틴어 성경, 초기 영어 성경 (14 세기 – 15 세기) 또는 역사책을 

살펴보면 에스라서를 에스라 전서,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후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 두 책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적힌 성경이라 구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역사서로는 가장 나중에 적힌 책입니다.  
 

2. 느혜미야서 주제 및 중요 구절: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절은 6 장 15-16 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3. 저자: 느헤미야서 내용이 대부분 일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이 책의 

주된 등장인물이 느헤미야 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느헤미야가 저자인 것을 추정합니다. 

느헤미야 이외에 에스라가 언급이 되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인물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리로 일하다가 (2 장 1 절), 

왕의 배려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돌아오고,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도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바빌론 왕국의 도성 수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 장 6-

7 절) 
 

4. 저술 시기: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국한지 13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445 BC). 따라서 저술 시기는 주전 445 년에서 432 년 사이에 적힌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대략 3 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일행이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 주전 538 년, 에스라 그룹이 

돌아온 것이 주전 458 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끈 그룹이 돌아온 것이 주전 445 년입니다.  
 
6. 느헤미야서의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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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헤미야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 장까지는 주로 성벽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그 후 13 장까지는 주민들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 느헤미야서에 깔려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전이 

주전 516 년에 다시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재건이 되지 않았기에 

주민들의 삶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아주 좋은 

환경의 도성 수산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아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벽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안전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에 관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6 장까지의 

내용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좋은 리더십의 예를 

볼 수 있고 성벽이 마무리 된 후에 필요한 관리들을 임명하고 (7 장), 영적인 

부분에서의 정립을 위하여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재교육하고 (8-9 장), 일반 백성들의 

헌신을 유도하는 (10-11 장) 다 방면에 걸친 느헤미야의 용의주도한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o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 

o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팀웍을 중시한다 

o 문제에 봉착하면 기도하고 해결책을 발견해간다 

o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우어준다 

o 희생하며 솔선수범한다  

•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기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도의 특징은 순간 순간 

필요한 짧은 기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1 장 5-11 절, 4 장 

4-5 절, 5 장 19 절, 6 장 9 절, 6 장 14 절, 13 장 22 절, 13 장 31 절 과 같은 구절들이 

보입니다. 
 

 


